
파인애플 춤 스피커
재질 : ABS Plasitc 실리콘
음악 플레이어로 춤을 추는 스윙
주파수 스펙트럼 7 LED 조명
TWS 무선 상호 연결
블루투스 솔루션 : V5.0.
핸즈프리 전화
스피커 : 3 W.
주파수 응답 : 20Hz-20KHz.
근무 시간 : 최대 4 시간
배터리 충전 시간 : 1 시간
전원 공급 장치 : 배터리 내장
제품 색상 : 멀티 컬러는 선택 사항입니다
부속품 : USB 충전 케이블, 수동, 선물 상자
제품 크기 : 15.10 x7.05x5.70cm.
HS 코드 : 8518210000.















자주하는 질문:

회사 소개 :



- 귀하의 회사는 전자 비즈니스와 얼마나 오랫동안 거래하는지? 당신이 제조하고 있습니까?

Sawolol은 디자인, 개발, 제조 회사가 12 년 이상의 경험이며 우리는 소비자 Eletronic 시장에 추가 된 가치가있는 유행 패션 전자 제품 전문입니다.

- 어떤 공장 감사를 했습니까?

우리의 제조는 이미 전문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Sedex 4P, BSCI, ISO9001의 공장 감사를 수행했습니다.

- 귀하의 주요 비즈니스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?

우리의 주요 비즈니스 시장은 유럽, U.S.A, 아시아, 남아메리카 등입니다.

- 귀사는 귀하의 브랜드가 있습니까?

우리는 특허받은 디자인 스마트 오디오 섹션을위한 우리 자신의 브랜드 Sawolol을 가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각 지역 시장에서 우리의 브
랜드 에이전트를위한 특별한 파트너 서비스가 있습니다.

- 회사의 지불 기간은 무엇입니까?

일반적으로 사전에 T / T (주문 확인 및 선적 전 주문 확인 전의 금고가 30 % 보증금) 대량 주문 또는 큰 수량 주문을 위해 시력에서 LC를 사용합니다. 소
량의 샘플 주문의 경우 PayPal, Western Union 또는 Alipay를 통해 지불을 전송하는 것은 괜찮습니다.

- 매년 공정 할 공정한 것은 무엇입니까?

일반적으로 우리는 봄과 가을 에디션 및 CES 박람회에서 HKTDC 홍콩 전자 박람회에 참석할 것입니다. 우리 웹 사이트 또는 우리의 메일 정보를 통해 공정
한 업데이트 된 정보를 위해 우리와 연락하십시오. info@sawololol.com, 감사합니다!

블루투스 춤 스피커 정보 :

- OEM / ODM Bluetooth 춤 스피커를 할 수 있습니까?

우리는 R & D 팀, 제품 디자인 팀이있는 OEM / ODM 맞춤형 오디오 제품에 강력한 경험을 가지고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독특한 디자인과 고품질 기능으
로 분기별로 3 개의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
- 당신을위한 인증서 블루투스 춤 스피커에스?

우리의 제품은 CE, ROSH, FCC, BQB 등의 전자 제품 테스트 표준을 준수합니다.

- 정상적인 주문의 리드 타임이란 무엇입니까?

샘플 시간 : 일반 샘플을위한 3-7 일 근무일;

대량 주문 시간 : 일일 주문 샘플 승인 후 25-35 일.

https://www.sawololaudio.com/kr/product/avocado-dancing-speaker-nsp-220fr.html


- 블루투스 댄스 스피커를위한 어떤 패키지?

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의 표준 선물 상자이며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상자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

- 블루투스 춤 스피커 보증의 시간은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?

블루투스 댄스 스피커의 보증은 정상적인 물품 운송 일로부터 1 년입니다.

배터리 및 기타 소모품을 제외하고 사용하십시오.

- 모바일 장치가 호환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?

장치는 블루투스 저에너지 (BLE)를 지원해야합니다. iOS 11 이상이있는 Apple 장치는 Android 6.0 이상이있는 대부분의 장치뿐만 아니라 호환
가능합니다.

- Sawolol 춤 스피커가 장난감 제품입니까?

No.Sawolol Dancing Speaker는 3 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노동 할 수없는 오디오 스피커입니다. 오디오 기술의 트렌드 패션이있는 소비자 제
품입니다.

- Sawolol 춤추는 스피커의 전원 공급 장치는 무엇입니까?

Sawolol 춤 스피커는 작업 상황에서 춤추는 스피커를 운전하기 위해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내장합니다.

- 우리는 Sawolol 춤 스피커의 춤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?

예, 춤 속도의 버튼 제어를 통해 춤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고객 서비스 메일을 통해 모든 쿼리에 대해 자유롭게 연락하십시오. info@sawolol.com., 감사합니다! 우리는 오랜 시간 오랜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
당신을 완전히 지원할 것입니다, 감사합니다!


